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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ross Connect(XC) 또는 XCVT(Cross Connect Virtual Fasures) 카드를 Cisco ONS
15454 XC10G 카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문서의 예에서는 라이브 트래픽이 있는 ONS 15454-SA-ANSI에서 듀얼 XC 및 XCVT 카드
를 듀얼 XC 및 XCVT 카드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시스템에 E100 또는 E1000 카드가 있는 경우 XC 카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일 때 UNEQ-
P(Path Unequalized alarm) 경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보가 나타나고 몇 초 내에 지워집니
다.

●

이 절차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러나 업그레이드 시 스위치가 50ms 미만의 기
간이 발생합니다.XC 또는 XCVT 스위치는 선형 1+1 옵티컬 캐리어(OC-N) 보호 스위치 또는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 Ring) 보호 스위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Cisco는 유지 보수
기간을 권장합니다.그러나 유지 보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이 절차에서는 XC 또는 XCVT 카드가 15454-SA-ANSI 셸프(릴리스 3.1)에 설치되어 있다고 가
정합니다. 15454-SA-NEBS3 또는 15454-SA-NEBS3E 셸프와 같이 3.1 이전 릴리스에서 이 업
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XC10G 카드에는 15454-SA-ANSI가 필요합니다.

●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위험 또는 주요 경보를 해결해야 합니다.Network(네트워크) 보기
의 Alarms(경보) 탭에서 이러한 경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 릴리스 3.1 이상을 실행하는 Cisco ONS 15454●

ONS 15454-SA-ANSI에 설치된 2개의 XC 또는 XCVT 카드●

설치할 수 있는 XC10G 카드 2개●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XC 또는 XCVT 카드를 XC10G 카드로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보호 스위치를 피하려면 XC 또는 XCVT 스위치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주의 사항을 따르십시
오.BLSR로컬 및 원격 노드 모두에서 작업 범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렇게 하려
면 Maintenance(유지 관리) > Ring(벨소리) 탭을 선택하고 West(서부) 또는 East(동부) 라인을
확인합니다
.

작업 범위에 오류 없는 트래픽이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즉, 신호가 [SD] 저하 또는 신호 오류
[SF] 경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XC 또는 XCVT 재설정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 범위를 잠급니
다.XC 또는 XCVT 스위치 노드 옆의 East 및 West 카드에 잠금을 설정합니다
.

1+11+1 보호 체계에서 보호 카드에 잠금을 설정하고, 잠금을 설정하기 전에 트래픽이 작업 범
위를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이렇게 하려면 Maintenance > Protection 탭을 선택하고 보호 슬
롯을 강조 표시한 다음 Lock Out을 클릭합니다.

1.

대기 XC 또는 XCVT 카드를 확인합니다.대기 XC 또는 XCVT 카드의 ACT/STBY LED는 황색
으로, 활성 XC 또는 XCVT 카드의 ACT/STBY LED는 녹색입니다

2.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 참고: CTC의
카드 그래픽에 커서를 놓아 대화 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이 표시는 다음과 같이 카드를 식별
합니다.XC 또는 XCVT:활성XC 또는 XCVT:대기
ONS 15454의 스탠바이 XC 또는 XCVT 카드를 XC10G 카드로 물리적으로 교체합니다.이렇
게 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XC 또는 XCVT 카드 배출기를 엽니다.카드를 슬롯에서
밀어냅니다.이렇게 하면 대기 XC 10G 카드가 다시 로드될 때 지워지는 IMPROPRMVL 경보
가 발생합니다
.

XC10G 카드의 배출기를 엽니다.X10G 카드를 가이드 레일을 따라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배출
기를 닫습니다.ACT/STBY LED 위의 장애 LED는 빨간색으로 바뀌고 몇 초 동안 깜박이며 꺼
집니다.ACT/STBY LED가 주황색으로 바뀌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Node(노드) 보기에서 Maintenance(유지 관리) > XC Cards(XC 카드) 탭을 선택합니다
.

4.



Cross Connect Cards 메뉴에서 Switch를 선택합니다.5.
Confirm Switch 대화 상자에서 Yes 를 클릭합니다
.

참고: 액티브 XC 또는 XCVT가 비활성화되면 스탠바이 슬롯 또는 첫 번째 XC10G 카드가 활성
화됩니다.그러면 첫 번째 XC10G 카드의 ACT/STBY LED가 주황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CTC는 두 번째 카드가 완전히 로드될 때까지 XCVT 카드를 표시합니다.현재 CTC의 두
카드 모두 XC10G를 보여줍니다.

6.

ONS 15454에서 대기 XC 또는 XCVT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두 번째 XC10G 카드를 빈
XC 또는 XCVT 슬롯에 삽입합니다.이를 위해 다음을 수행합니다.XC 또는 XCVT 카드 배출기
를 엽니다.카드를 슬롯에서 밀어냅니다.XC10G에서 배출기를 엽니다.XC10G 카드를 가이드
레일을 따라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배출기를 닫습니다.두 번째 XC10G 카드가 부팅되어 대기
XC10G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

7.

보호 잠금을 해제합니다.이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8.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XC 및 XCVT 카드를 XC10G 카드로 업그레이드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XC 또는 XCVT 카드를 XC10G 카드로 업그레이드
	관련 정보


